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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파이오니어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취급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으시고, 갖고 계신 모델의 올바른 조작법을 익히십시오. 본 취급설

명서를 읽으신 후,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서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전원 플러그 및 콘센트의 형태가 설명의 그림에 보여지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기의 연결 및 조작 방법

은 동일합니다.

:

  
   

  .

D3-4-2-1-1_A1_Ko

D3-4-2-1-3_A1_Ko

D3-4-2-1-4*_A2_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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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2-2-4_B1_Ko

D3-7-5-6-3*_A1_Ko

D3-4-2-1-7c*_A1_Ko

D54-7-1-2B_B1_Ko

K041_A1_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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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 취급설명서의 사용법
! 본 파이오니아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본 리플릿 및 사용설명서를 읽으십시오! 두 문서에는 본 제

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입수하는 방법은 매뉴얼 취득하기 (p. 15)를 참조하

십시오.

! 본 취급설명서에서는 제품 및 컴퓨터 화면 상에 나타나는 화면 

및 메뉴명, 버튼 및 터미널 명 등이 대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예: 

[CUE] 버튼, [Files] 패널, [MIC1] 터미널)

! 본 취급설명서에서 기술되는 소프트웨어의 화면 및 사양, 하드웨어

의 외관 및 사양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최종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영체제의 버전, 웹브라우저의 설정 등에 따라 본 매뉴얼에서 설명

되는 과정과 조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전원 플러그 및 콘센트의 형태가 설명

의 그림에 보여지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기의 연결 

및 조작 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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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플러그 꽂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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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등록 상표에 관하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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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 CD-ROM (설치 디스크)

! AC 어댑터

! 전원 플러그

! USB 케이블

! 사용전에 읽어 주십시오 (중요)/퀵 스타트 가이드 (본 문서)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기 전에

Serato DJ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은 Serato.com에 접속하여 소프

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링크는 또한 부속

된 CD-ROM에 제공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설치과정 (윈도우즈의 경우)” 또는 “설치과정 
(Mac OS X)”를 참조하십시오.

!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컴퓨터, 네트워크 장치 및 인터넷 사용환경

의 기타 요소의 준비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윈도우즈)

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유일

한 ASIO 드라이버입니다. 

! Mac OS X를 사용하시는 경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필

요가 없습니다.

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의 최신정보 확인하기
본 기기의 지정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pioneerdj.com/support/

Serato DJ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Serato DJ는 Serato에 의해 개발된 DJ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입니

다.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 컴퓨터를 본 기기에 연결하시면 DJ 연주

가 가능해집니다.

최소 작동 환경

지원되는 운영체제

Mac OS X: 10.6.8, 10.7.4 및 10.8

윈도우즈: Windows 7

기타

광학 드라이브 CD-ROM을 읽어들일 수 있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USB 포트
컴퓨터를 본 기기에 연결하기 위해 USB 2.0 포트가 필

요합니다.

화면 해상도 1 280 x 720 이상의 해상도

인터넷 접속
“Serato.com” 사용자 어카운트의 등록 및 소프트웨

어의 다운로드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 요구 운영 환경 및 호환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시거나, 최신 운영 체제를 입

수하시려면, 다음의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에서 “DDJ-SX” 밑에 있는 

“Software Info”를 참조하십시오.

 http://pioneerdj.com/support/

! 여기에서 지시된 요구 작동환경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모든 컴퓨터에서의 작

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컴퓨터의 전원 설정 등에 따라, CPU 및 하드 디스크의 처리성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Serato DJ 사용시 적절한 조건 하에 컴

퓨터가 일정하고도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AC 전

원을 연결해 두는 등).

! 인터넷의 사용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와의 계약 및 프로바이

더 요금의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설치 과정에 관하여

설치 과정은 사용중이신 컴퓨터 상의 운영 체제 (OS)에 따라 다릅니다.

Windows의 경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 후, Serato DJ 소프트웨어를 설치하

십시오.

Mac OS X용
Serato DJ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십시오.

설치과정 (윈도우즈의 경우)

설치과 완료되기까지 본 기기 및 컴퓨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설치하시기 전에, 컴퓨터의 관리자로 설정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

다.

! 컴퓨터 상에 기타 프로그램이 작동중인 경우, 종료합니다.

1 컴퓨터의 광학 드라이브에 CD-ROM을 삽입합니다.
CD-ROM 메뉴가 표시됩니다.

! CD-ROM을 삽입해도 CD-ROM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작] 

메뉴에 있는 [컴퓨터 (또는 내 컴퓨터)]로부터 광학 드라이브를 여

신 후, [CD_menu.exe]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2 CD-ROM 메뉴가 나타나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Pioneer_DDJ_SX_Driver_x.xxx.exe)]를 
선택한 후, [시작]를 클릭합니다.
! CD-ROM 메뉴를 닫으시려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3 화면상의 지시를 따라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진행중 화면상에 [Windows 보안]가 나타나면, [이 드라이버 소

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를 클릭하시고 설치를 계속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 후, Serato DJ 소프트웨어를 설치하

십시오.

4 CD-ROM의 메뉴로부터 [DJ 소프트웨어 (Serato DJ/
Download) 설치]를 선택하신 후, [시작]를 클릭합니다.

5 “An internet environment is required to access 
the site. Connected to the internet?”이 표시됩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웹브라우저가 가동되고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가 표시됩니다.

6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에서 [DDJ-SX] 밑에 있는 
[Software Info]를 클릭합니다.
[Serato DJ Support Information]이 표시됩니다.

7 Serato DJ 다운로드 페이지로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Serato DJ 다운로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8 고객님의 “Serato.com” 사용자 어카운트에 
로그인합니다.
! “Serato.com” 상의 사용자 어카운트를 이미 등록하신 경우, 

과정 10로 넘어갑니다.

! 사용자 어카운트의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 다음 과정을 

따라 등록을 마치십시오.

— 화면상의 지시를 따라 설정하실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 [E-mail me Serato newsletters]를 체크하신 경우, Serato 

제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가 Serato로부

터 전송됩니다.

—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Serato.com”로부터 전송된 이메일의 내용

을 확인하십시오.

!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실 때 지정하신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

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

는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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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용자 어카운트 등록시 입력된 개인 정보는 Serato 웹사

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준거하여 수집, 처리 또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9 “Serato.com”로부터 전송된 이메일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Serato DJ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과정 11로 넘어갑니다.

10 로그인합니다.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Serato.com”로 로

그인합니다.

11 다운로드 페이지로부터 Serato DJ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하신 파일의 압축을 푸신 후, 압축이 풀린 파일을 더블클릭하

여 인스톨러를 가동합니다.

12 라이센스 동의 사항을 주의깊게 읽으시고, 동의하시면 [I 
agree to the license terms and conditions]를 선택하신 후, 
[Install]를 클릭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센스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Close]

를 클릭하여 설치를 취소합니다.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성공적인 설치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3 [Close]를 클릭하여 Serato DJ 인스톨러를 종료합니다.

설치과정 (Mac OS X)

설치과 완료되기까지 본 기기 및 컴퓨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컴퓨터 상에 기타 프로그램이 작동중인 경우, 종료합니다.

1 컴퓨터의 광학 드라이브에 CD-ROM을 삽입합니다.
CD-ROM 메뉴가 표시됩니다.

! CD-ROM을 삽입해도 CD-ROM 메뉴가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파인더로부터 광학 드라이버를 여신 후, [CD_menu.app]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2 CD-ROM의 메뉴로부터 [DJ 소프트웨어 (Serato DJ/
Download) 설치]를 선택하신 후, [시작]를 클릭합니다.

3 “An internet environment is required to access 
the site. Connected to the internet?”이 표시됩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웹브라우저가 가동되고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가 표시됩니다.

4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에서 [DDJ-SX] 밑에 있는 
[Software Info]를 클릭합니다.
[Serato DJ Support Information]이 표시됩니다.

5 Serato DJ 다운로드 페이지로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Serato DJ 다운로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6 고객님의 “Serato.com” 사용자 어카운트에 
로그인합니다.
! “Serato.com” 상의 사용자 어카운트를 이미 등록하신 경우, 

과정 8로 넘어갑니다.

! 사용자 어카운트의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 다음 과정을 

따라 등록을 마치십시오.

— 화면상의 지시를 따라 설정하실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 [E-mail me Serato newsletters]를 체크하신 경우, Serato 

제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가 Serato로부

터 전송됩니다.

—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Serato.com”로부터 전송된 이메일의 내용

을 확인하십시오.

!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실 때 지정하신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

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

는데 필요합니다.

! 신규 사용자 어카운트 등록시 입력된 개인 정보는 Serato 웹사

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준거하여 수집, 처리 또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Serato.com”로부터 전송된 이메일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Serato DJ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과정 9로 넘어갑니다.

8 로그인합니다.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Serato.com”로 로

그인합니다.

9 다운로드 페이지로부터 Serato DJ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하신 파일의 압축을 푸신 후, 압축이 풀린 파일을 더블클릭하

여 인스톨러를 가동합니다.

10 라이센스 동의 사항을 주의깊게 읽으시고, 동의하시면 
[Agree]를 클릭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센스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Disagree]를 클릭하여 설치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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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Serato DJ] 아이콘을 
[Applications] 폴더 아이콘 위에 드래그 앤드 드롭합니다.



8 Ko

조작
! AC 어댑터를 연결하시기 전에 장치 간의 연결이 모두 완료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장치를 연결하시거나 변경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끄시고 AC 

어댑터를 콘센트로부터 뽑으십시오.

 연결하실 컴포넌트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본 기기에 부속된 AC 어댑터만을 사용하십시오.

! AC 어댑터에 의해 본 기기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 부속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본 기기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합니

다.

! USB 허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결

1 헤드폰을 [PHONES]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2 파워 스피커, 파워 앰프, 컴포넌트 등을 [MASTER OUT 
1] 또는 [MASTER OUT 2]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R L

! [BOOTH] 터미널로부터 사운드를 출력하시려면, 스피커 또는 

기타 장치를 [BOOTH]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 입력/출력 터미널을 연결하는 방법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3 USB 케이블을 통해 본 기기를 갖고 계신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4 컴퓨터의 전원을 켭니다.

5 전원 플러그를 AC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AC 어댑터에 있는 홈을 따라 전원 플러그를 미끄러

지듯 민 후, 딱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으로 누릅니다.

! AC 어댑터에 관한 주의사항은 “AC 어댑터에 관하여” (p. 16)

를 참조하십시오.

! 본 기기가 판매되는 지역에 따라 플러그의 형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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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C 어댑터를 연결하십시오.

7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STANDBY/ON] 스위치를 
눌러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 윈도우즈 사용자

 본 기기가 처음으로 컴퓨터에 연결되거나, 컴퓨터 상의 다른 

USB 포트에 연결되면,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설치] 메시지

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

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8 출력 터미널 (파워 스피커, 파워 앰프, 컴포넌트 등)에 
연결된 장치의 전원을 켭니다.
! 마이크로폰, DJ 플레이어 또는 기타 외부 장치가 입력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장치의 전원이 또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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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작하기

Serato DJ 시작하기

Windows의 경우
Windows [시작] 메뉴로부터 [모든 프로그램] > [Serato] > [Serato DJ] 밑에 있는 [Serato DJ]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Mac OS X용
파인더에서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여신 후, [Serato DJ]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Serato DJ 소프트웨어가 가동된 직후의 컴퓨터 화면

A A

C

B

Serato DJ 소프트웨어에 트랙이 로드될 때의 컴퓨터 화면

A A

C

B

A 데크 부분
트랙 정보 (로드된 트랙명, 아티스트명, BPM 등), 전체 파형 및 기타 정보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B 파형 표시
로드된 트랙의 파형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C 브라우저 부분
라이브러리에 있는 트랙 또는 복수 트랙의 세트가 저장된 크레이트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본 매뉴얼은 주로 본 기기의 하드웨어로서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rato DJ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상세한 방법은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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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들여오기

다음은 트랙을 들여오는 전형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 Serato DJ 소프트웨어로 트랙을 들여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이미 Serato DJ 소프트웨어 (Scratch Live, ITCH 또는 Serato DJ Intro)를 사용중이시고 이미 트랙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신 경우, 이전에 생성하

신 트랙 라이브러리를 이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erato DJ 소프트웨어 화면상의 [Files] 키를 클릭하여 [Files] 패널을 엽니다.
갖고 계신 컴퓨터 또는 컴퓨터에 연결된 주변장치의 내용이 [Files] 패널에 표시됩니다.

2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시려는 트랙을 포함한 [Files] 패널상의 폴더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3 Serato DJ 소프트웨어 화면상에서 선택하신 폴더를 크레이트 리스트 패널로 드래그 앤드 드롭합니다.
크레이트가 생성되고 트랙이 라이브러리에 추가됩니다.

a

b
a [Files] 패널

b 크레이트 패널

트랙 로드 및 재생하기

다음은 일례로 트랙을 데크 [1]로 로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1 로터리 셀렉터

2 BACK 버튼

3 LOAD 버튼

1 본 기기의 [BACK]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상에서 커서를 크레이트 패널로 이동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크레이트 
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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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터리 셀렉터를 누르시고, 컴퓨터 화면상에서 커서를 라이브러리로 이동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트랙을 
선택합니다.

a

b
a 라이브러리

b 크레이트 패널

3 [LOAD] 버튼을 눌러 선택하신 트랙을 데크로 로드합니다.

트랙 재생하기 및 사운드 출력하기

다음은 일례로 채널 1 사운드를 출력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터미널에 연결된 장치 (파워

앰프, 파워 스피커 등)의 볼륨을 적당한 레벨로 설정합니다. 볼륨을 

너무 높게 설정하시면, 큰 사운드가 출력되므로 주의하십시오.

a

b

d

c

e

4

8

7

5

6

9

f hg

4 TRIM 컨트롤

5 EQ (HI, MID, LOW) 컨트롤

6 FILTER 컨트롤

7 헤드폰 CUE 버튼

8 채널 페이더

9 크로스페이더 배정 스위치

a MASTER LEVEL 컨트롤

b BOOTH MONITOR LEVEL 컨트롤

c HEADPHONES MIXING 컨트롤

d MASTER CUE 버튼

e 크로스페이더

f HEADPHONES LEVEL 컨트롤

g INPUT SELECT 스위치

h 크로스페이더 커브 셀렉터 컨트롤

1 컨트롤의 위치 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컨트롤명 등 위치

MASTER LEVEL 컨트롤 시계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TRIM 컨트롤 시계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EQ (HI, MID, LOW) 컨트롤 중앙

FILTER 컨트롤 중앙

채널 페이더 전방 이동

크로스페이더 배정 스위치 [THRU] 위치

INPUT SELECT 스위치 [PC]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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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 버튼을 눌러 트랙을 재생합니다.

3 채널 페이더를 멀리 이동합니다.

4 [TRIM] 컨트롤을 돌립니다.
채널 레벨 인디케이터의 주황색 인디케이터가 피크 레벨에서 점등되도

록 [TRIM]을 조정합니다.

5 [MASTER LEVEL] 컨트롤을 돌려 스피커의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터미널로부터 출력되는 사운드 

레벨을 적절한 레벨로 조정합니다.

헤드폰으로 사운드 모니터하기

컨트롤의 위치 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컨트롤명 등 위치

HEADPHONES MIXING 컨트롤 중앙

HEADPHONES LEVEL 컨트롤
시계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

립니다

1 채널 1에 대해 헤드폰 [CUE] 버튼을 누릅니다.

2 [HEADPHONES LEVEL] 컨트롤을 돌립니다.
헤드폰으부터 출력되는 사운드 레벨을 적절한 레벨로 조정합니다.

 주의
본 기기 및 Serato DJ 소프트웨어는 개별적인 DJ 연주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 및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본 기기의 사용설명서는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로부터 다운

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본 기기의 사용설
명서 다운로드하기 (p. 15)를 참조하십시오.

!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은 “Serato.com”로부터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 다운로드하기 (p. 15)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종료하기

1 [Serato DJ]을 종료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종료하실 때, 종료하실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컴퓨터 화

면상에 나타납니다. [Yes]를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2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STANDBY/ON] 스위치를 
눌러 본 기기의 전원을 일시정지 상태로 설정합니다.

3 컴퓨터로부터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부품명

1 브라우저 부분

2 데크 부분

3 믹서 부분

4 이펙트 부분

브라우저 부분

1 1 2 1 1

3 4

1 LOAD 버튼

2 로터리 셀렉터

3 BACK 버튼

4 LOAD PREPARE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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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 부분

이 부분은 네개의 데크를 제어하는데 사용됩니다. 데크 1 및 3을 조작

하는 버튼 및 컨트롤은 컨트롤러 왼쪽에 위치해 있고, 데크 2 및 4를 조

작하는 버튼 및 컨트롤은 컨트롤러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조그 다이얼

2 VINYL 버튼

3 NEEDLE SEARCH 패드

4 TEMPO 슬라이더

5 KEY LOCK 버튼

6 TAKEOVER 인디케이터

7 AUTO LOOP 버튼

8 LOOP 1/2X 버튼

9 LOOP 2X 버튼

a LOOP IN 버튼

b LOOP OUT 버튼

c HOT CUE 모드 버튼

d ROLL 모드 버튼

e SLICER 모드 버튼

f SAMPLER 모드 버튼

g 퍼포먼스 패드

h PARAMETERc 버튼, PARAMETERd 버튼

i PLAY/PAUSE f 버튼

j CUE 버튼

k SYNC 버튼

l SHIFT 버튼

m DECK 버튼

n DUAL DECK 버튼

o GRID ADJUST 버튼

p GRID SLIDE 버튼

q SLIP 버튼

r CENSOR 버튼

s PANEL SELECT 버튼

믹서 부분

c

d

4 4

e

g

f

h

b

1 2 1 2 1 2 1 2

5

3

9

7

4

6

a

5 5

5

3

9

4

6

a

8
7
8

1 FX 1 배정 버튼

2 FX 2 배정 버튼

3 TRIM 컨트롤

4 EQ (HI, MID, LOW) 컨트롤

5 채널레벨 인디케이터

6 FILTER 컨트롤

7 헤드폰 CUE/MIC TALK OVER 버튼

8 헤드폰 CUE 버튼

9 채널 페이더

a 크로스페이더 배정 스위치

b 크로스페이더

c MASTER LEVEL 컨트롤

d 마스터 레벨 인디케이터

e 부스 모니터 레벨 컨트롤

f HEADPHONES MIXING 컨트롤

g MASTER CUE 버튼

h SAMPLER VOLUME 페이더

이펙트 부분

이 부분은 두개의 이펙트 유니트 (FX1 및 FX2)를 제어하는데 사용됩니

다. FX1 유니트를 조작하는 컨트롤 및 버튼은 컨트롤러 왼쪽에 위치해 

있고, FX2 유니트를 조작하는 컨트롤 및 버튼은 컨트롤러 오른쪽에 위

치해 있습니다. 이펙트가 적용될 채널은 이펙트 배정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됩니다.

1 1 1 2

3 3 3 4
1 이펙트 파라미터 컨트롤

2 FX BEATS 컨트롤

3 이펙트 파라미터 버튼

4 TAP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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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취득하기
사용설명서는 PDF 포맷의 파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PDF 포맷의 

파일을 읽으시려면 반드시 Adobe® Reader®를 설치하셔야만 합니다. 

Adobe Reader가 없으신 경우, CD-ROM의 메뉴 화면에 있는 다운로

드 링크로부터 설치하십시오.

본 기기의 사용설명서 다운로드하기

1 컴퓨터의 광학 드라이브에 CD-ROM을 삽입합니다.
CD-ROM 메뉴가 표시됩니다.

CD-ROM을 삽입하실 때 CD-ROM의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음

의 조작을 수행하십시오.

! Windows의 경우

 [시작] 메뉴에 있는 [컴퓨터 (또는 내 컴퓨터)]로부터 광학 드라

이브를 여신 후, [CD_menu.exe]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 Mac OS X용

 파인더에서 [CD_menu.app] 아이콘을 직접 더블클릭합니다.

2 CD-ROM의 메뉴가 표시되면, [DDJ-SX: 취급설명서 
(PDF 파일/Download)]를 선택하신 후, [시작]를 
클릭합니다.

3 “An internet environment is required to access 
the site. Connected to the internet?”이 표시됩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웹브라우저가 가동되고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가 표시됩니다.

4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에서 “DDJ-SX” 밑에 
있는 “Manuals”를 클릭합니다.

5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필요한 언어를 클릭합니다.
사용설명서의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 
다운로드하기

1 컴퓨터의 광학 드라이브에 CD-ROM을 삽입합니다.
CD-ROM 메뉴가 표시됩니다.

CD-ROM을 삽입하실 때 CD-ROM의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음

의 조작을 수행하십시오.

! Windows의 경우

 [시작] 메뉴에 있는 [컴퓨터 (또는 내 컴퓨터)]로부터 광학 드라

이브를 여신 후, [CD_menu.exe]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 Mac OS X용

 파인더에서 [CD_menu.app] 아이콘을 직접 더블클릭합니다.

2 CD-ROM의 메뉴가 표시되면, [Serato DJ: Software 
Manual (PDF file/Download)]를 선택하신 후, [시작]를 
클릭합니다.

3 “An internet environment is required to access 
the site. Connected to the internet?”이 표시됩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웹브라우저가 가동되고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가 표시됩니다.

! CD-ROM 메뉴를 닫으시려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4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에서 [DDJ-SX] 밑에 있는 
[Software Info]를 클릭합니다.
[Serato DJ Support Information]이 표시됩니다.

5 Serato DJ 다운로드 페이지로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Serato DJ 다운로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6 고객님의 “Serato.com” 사용자 어카운트에 
로그인합니다.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Serato.com”로 로

그인합니다.

7 다운로드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More 
Downloads”로부터 “Serato DJ Software Manual 
x.x”를 클릭합니다.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의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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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어댑터에 관하여

안전상 주의사항

개인적 안전을 확보하고 갖고 계신 기기의 모든 조작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안전상 주의사항을 읽으시고 따르십시오.

취급설명서를 읽으신 후, 잘 보관하십시오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조작 및 사용자 정보를 모두 읽으십시오.

손질하기
축축한 천을 사용하여 외부 케이스를 닦으십시오. 액체, 에어로졸, 알코

올 함유 세척제를 포함한 기타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기 또는 습기
물기 또는 기타 액체 주변에 본 제품을 배치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

부속품
불안정한 카트, 스탠드 또는 테이블 위에 본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본 

제품이 낙하로 인해 심각하게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풍
사용시 본 제품을 밀폐하거나 덮지 마십시오. 잘 통풍이 되지 않는 설치 

장치에 본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환경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고온 고습한 장소 또는 과도한 진동 및 충격을 받

기 쉬운 장소에 본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전력
권장 전력으로만 본 제품을 작동하십시오. 전력에 관해 궁금한 점이 계

시면, 파이오니어 공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전원 코드 보호
본 기기로부터 전원 코드를 뽑으실 때는 코드를 당기지 마시고 플러그

를 당기십시오. 젖은 손으로 코드 또는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전기

회로의 단락 또는 감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전원 코드를 죄거나 

그 위에 기타 물체를 올려놓지 마시고, 통로에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전원
본 기기 또는 기타 하드웨어 장치를 설치하시기 전에 시스템의 전원을 

끄십시오.

과부하
화재 또는 전기회로의 단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콘센트 

또는 전원에 너무 많은 장치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물체 & 액체의 유입
부적절한 물체를 장치 안에 넣지 마십시오. 드라이브 안에 또는 표면상

에 액체를 흘리지 마십시오.

수리
커버를 열거나 제거하시면 감전 또는 기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

니다. 본 제품의 수리는 파이오니어 공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부속

된 서비스 & 서포트 카드를 참조하십시오).

손상 조건을 요구하는 서비스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본 기기로부터 전원 코드를 뽑으시고 자격을 

갖춘 서비스 담당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전원 코드, 플러그 또는 새시가 손상된 경우.

% 액체가 흘러 들어갔거나, 본 제품 안에 물체를 떨어뜨린 경우.

% 본 제품이 비 또는 물기에 노출된 경우.

% 취급설명서의 지시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본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취급설명서에서 지시된 컨트롤만 조정하십시

오. 그 외의 컨트롤을 부당하게 조정하시면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본 기기를 정상적인 작동으로 복원하

는데 상당한 작업을 소요하게 됩니다.

% 본 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이는 수리의 필요성을 나타

냅니다.

AC 어댑터 또는 전원 플러그에 이상이 없는가 확인하신 후, 지시된 과

정을 따라 딱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AC 어댑터의 지정된 위치 안에 

전원 플러그를 삽입하십시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17 페이지 의 전
원 플러그 꽂기를 참조하십시오.

AC 어댑터 또는 전원 플러그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파이오니어 

공인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문의하여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AC 어댑터와 전원 플러그 사이에 동전, 클립 또는 기타 금속 물체가 

끼인 상태로 본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전기회로의 단락을 

초래하여,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AC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으실 때, AC 어댑터와 콘센트 사이가 벌어

지지 않도록 밀착시키십시오. 그 사이에 동전, 클립 또는 기타 금속 

물체가 잘못 접촉하게 되면, 전기회로의 단락을 초래하여, 화재 또

는 감전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전원 플러그는 누군가 AC 어댑터의 전원 코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언가 AC 어댑터에 부딪히거나 하는 경우, AC 어댑터로부터 분리

되어 콘센트에 꽂힌 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콘센트

에 꽂혀있는 전원 플러그를 금속 부분을 만지지 않은 채 마른 손으

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잡아 분리하십시오.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분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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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플러그 꽂기

다음의 그림과 같이 AC 어댑터에 있는 홈을 따라 전원 
플러그를 미끄러지듯 민 후, 딱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으로 누릅니다.

전원 플러그 뽑기

AC 어댑터에 있는 [PUSH] 버튼을 누른 채,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전원 플러그를 어댑터로부터 미끄러지듯 밀어내어 
분리합니다.
일단 전원 플러그를 장착하시면 분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 플러그

다음과 같은 전원 플러그가 본 제품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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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상표 및 등록 상표에 관하여

! Pioneer는 PIONEER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본서에서 언급된 회사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주의 상표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주의사항

녹음하신 소재는 고객 개인의 청취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저작권

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승락없이 사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CD 등으로부터 녹음된 음악은 개별국가의 저작권법 및 국제협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음악을 녹음한 개

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등으로부터 다운로드된 음악을 다루실 때, 다운로드 사이트

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그 음악을 다운

로드한 개인에게 있습니다.

제품사양

AC 어댑터
소요 전력 .................................... AC 100 V 에서 240 V, 50 Hz/60 Hz

정격 전류 ...............................................................................800 mA

정격 출력 .........................................................................DC 5 V, 3 A

일반 － 본체
본 기기 중량 ............................................................................. 5.8 kg

최대크기 .......................664 mm (W) × 70.4 mm (H) × 357 mm (D)

허용 작동온도 .............................................+5 °C에서 +35 °C까지

허용작동습도 ................................................ 5 % 에서 85 % (무응결)

오디오 부문
샘플링 레이트 ...................................................................... 44.1 kHz

A/D, D/A 컨버터 .................................................................... 24 비트

주파수 특성

USB, LINE, MIC.................................................20 Hz에서 20 kHz

S/N비 (정격출력, A-WEIGHTED)

USB ..................................................................................105 dB

LINE ....................................................................................95 dB

PHONO ...............................................................................92 dB

MIC .....................................................................................92 dB

총 고조파 일그러짐 (20 Hz － 20 kHzBW)

USB ................................................................................0.003 %

LINE ................................................................................0.005 %

표준 입력레벨 / 입력 임피던스

LINE .................................................................... -12 dBu/47 kW
PHONO ............................................................... -48 dBu/47 kW
MIC ..................................................................... -52 dBu/10 kW

표준 출력레벨 / 부하 임피던스 / 출력 임피던스

MASTER OUT 1 ..........................................+8 dBu/10 kW/330 W
MASTER OUT 2 ............................................ +2 dBu/10 kW/1 kW
BOOTH ......................................................+8 dBu/10 kW/330 W
PHONE ..........................................................+4 dBu/32 W/32 W

정격 출력레벨 / 부하 임피던스

MASTER OUT 1 ......................................................26 dBu/10 kW
MASTER OUT 2 ......................................................20 dBu/10 kW
BOOTH ..................................................................26 dBu/10 kW

누화

LINE ....................................................................................87 dB

채널 이퀄라이저 특성

HI ......................................................-26 dB에서 +6 dB (13 kHz)

MID .....................................................-26 dB에서 +6 dB (1 kHz)

LOW .................................................. -26 dB에서 +6 dB (70 Hz)

입력 / 출력 터미널
CD 입력 터미널

RCA 핀잭 ........................................................................... 2 세트

PHONO/LINE 입력 터미널

RCA 핀잭 ........................................................................... 2 세트

MIC1 터미널

XLR 커넥터 / 폰 잭 (Ø 6.3 mm) .......................................... 1 세트

MIC2 터미널

폰 잭 (Ø 6.3 mm) ............................................................... 1 세트

MASTER OUT 1 출력 터미널

XLR 커넥터 ........................................................................ 1 세트

MASTER OUT 2 출력 터미널

RCA 핀 잭 .......................................................................... 1 세트

BOOTH 출력 터미널

폰 잭 (Ø 6.3 mm) ............................................................... 1 세트

PHONES 출력 터미널

스테레오 폰 잭 (Ø 6.3 mm) ................................................. 1 세트

스테레오 미니 폰 잭 (Ø 3.5 mm) ......................................... 1 세트

USB 터미널

B 타입 ................................................................................ 1 세트

제품 개선의 목적으로 본 기기의 사양 및 설계 그리고 부속된 소프트웨

어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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